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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회장 승명호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 환경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지

이를 위해, 한국일보는 독자, 뉴스 수용자들의 비판과 의견에 귀 기

오늘 창간 61주년을 맞아 한국일보의 새 출발을 축하해

켜가야 할 변하지 않는 가치가 바로 저널리즘 정신입니다. 그간 한

울이겠습니다. 또한 한국일보 구성원들이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

국일보는 우리 사회의 균형추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어떠한

며 일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일보에 행복 에너지가 충만하도록 모

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념적 진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노력해 왔으며, 비판을 주저하지 않되, 칭찬에 인색하지도 않았습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언론계 초년병입니다. 이제 갓

니다. 옳은 건 옳다고 공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정정당당하게 외

친애하는 내외빈 여러분 !

입사한 한국일보 견습기자와 같이 떨리고, 설레고, 흥

쳐 왔으며,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듣고, 품고, 녹여서 우리 사회가

이제 한국일보는 미래를 향해 뛰겠습니다. 디지털 분야에 대한 과

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으며, “한국일보호”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곧게 제시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감한 투자를 통해, 한국일보가 디지털 미디어 부문에서 최고 수준

를 운전하는 선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앞에는 백상 장기영 선생께서 한국일보를 창간하며

의 경쟁력을 갖춘 매체가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금 세대와 미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도 언론의 본질, 한국일보가 지향해

래 세대가 뉴스 콘텐츠를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소통하도록 하

온 가치는 변하지 않을 거라 확신하며,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겠습니다. 한국일보의 미래는 여러분의 성원과 신뢰에 달려 있습니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언론, 균형 잡힌 언론, 다양한 시각을 포용
하는 언론, 대안과 미래를 생각하는 언론만이 여러분의 성원과 신

천명한 춘추필법의 정신, 정정당당한 보도, 불편부당의
자세라는 사시를 계승 발전시키고, 61년 역사의 한국일

첫 번째로, 한국일보는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뉴스로 우리 사

보를 혁신하여 한국 최고의 미디어 기업으로 재 탄생시

회의 이해와 공감,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최선의 역할

켜야 한다는 엄중한 책무가 놓여 있습니다.

을 다함은 물론, 대립과 분열의 골을 메우는 사회 갈등의 조

한국일보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언론이 가야 할 길

정자, 사회 통합의 활력소,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을 의연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통합과 공존, 사람의 가

오늘 여러분들의 축하와 격려는 언론계는 물론, 저희 한

촉매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일보가 추구하는 공존과

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

국일보에 대해 책임있는 언론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

통합의 가치입니다.

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애정어린 눈길로 한국일보를 지켜봐 주

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 바랍니다.

하라는 시대적 요구와 기대로 다가옵니다. 저는 이 자
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대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자

두 번째, 우리 모두가 존중 받으며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합니다.

보태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뉴스와 콘텐츠로 사람의 가치를

끝으로 한국일보 창간 61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

우위에 두는 정책이 개발되고, 사회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모든

께 하신 내외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한국일보가 가는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길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내외빈 여러분 !
요즘 종이신문이 위기라고 합니다. 과거,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뉴스 소비가 이제는 스마트폰과 같
은 손안의 기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물어 가는

좌절하지 않도록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 나갈 뿐

PC 인터넷 시대를 넘어, 지금은 ‘모바일 퍼스트’ , ‘모바

만 아니라, 중산층과 중소기업이 더 두터워지고 탄탄해져서,

일 온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히, 기술의 진보가 언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론 산업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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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꿋꿋하게 일어나고, 청년들이

회장

승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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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I am The Hankook Ilbo Chairman Seung Myung-ho.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everyone who came
here today to congratulate The Hankook Ilbo on the 61st anniversary of its founding. As you all know, I am a novice in
the media industry. I feel nervous and excited, like a rookie
journalist who has just received his first assignment. I also feel
enormous responsibility for being at the helm of this ship
called “The Hankook Ilbo.”
I have an important mission to carry on the Confucian spirit
of critical writing, which wa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Hankook Ilbo set by its founding father, Chang Ki-young.
I also have a mission to make sure that this newspaper publishes fair and unbiased reports, and to innovate The Hankook Ilbo, which has a 61-year tradition, into Korea’s top media organ.
Your congratulations and encouragement serve as a reminder of the demands of the time and public expectations that
The Hankook Ilbo will fulfill its obligations and social responsibility as a media outlet. I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ngrave your expectations deep in my mind.
Dear guests,
Offline newspapers are having an extremely difficult time.
Unlike in the past, when people could read news only in
newspapers or hear it on television, these days we can easily access news on our smartphones. The PC Internet era is
gradually giving way to the mobile era, which is evident from
such newly coined terms as “mobile first” and “mobile only.” In
other words,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has changed
the foundation of the media industry as well. But despite
these rapid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ther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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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that we must protect no matter what. One of them
is the spirit of journalism. So far, The Hankook Ilbo has faithfully fulfilled its obligation of maintaining social balance. It
has strived to publish fair articles from an objective standpoint, without being swayed by anyone’s ideological views. It
spared neither criticism nor praise. It always drew a clear line
between right and wrong, and reflected diverse opinions to
propose the right direction for Korean society.
I firmly believe that even in the rapidly changing digital media
era the fundamentals of the media and the values pursued
by The Hankook Ilbo will not change.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mphasize the true role of the media.
Firstly, The Hankook Ilbo will do its best to promote

understanding in society and the culture of consideration by providing more accurate and in-depth
news articles. It will also act as a mediator to help
settle social conflicts, and as a catalyst in building
an integrated society in line with its values of “coexistence” and “unity.”
Secondly, we will contribute our efforts to creating

a world in which every single person receives respect. We will put priority on people by publishing
people-oriented news stories.
Thirdly, we will strive to help the socially disadvan-

To that end, The Hankook Ilbo will listen carefully
to the opinions and criticism of its readers, and will
provide generous support for creating a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for its employees so that
they can take pride in their company and feel satisfaction from what they do. The Hankook Ilbo is
poised to build a better future by investing boldly
in the digital sector to become the most competitive newspaper and to promote understanding between the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through
its news stories. Our future depends on your support and trust. A media organ can earn your trust
and support only through fair and balanced reporting that reflects diverse views, strives to come up
with alternatives and cares about the future.
The Hankook Ilbo will always stay the course of
genuine journalism. It will do its utmost to promote co-existence, social integration and respect
for people. I ask for your warm support for The Hankook Ilbo in the future as well.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thank you once again
for coming here today to congratulate The Hankook Ilbo on its 61st anniversary, and ask you to
give it a big round of applause as encouragement.
Thank you.

taged to stand firmly on their feet, young people
to be able to resolve their problems with wisdom
instead of falling into despair, and middle and upper class and small businesses to become stronger
so that they can revive the economy.
Chairman Seung My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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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재창간 선포식
Re-founding of the Hankook Ilbo

행복을 지향하는
정론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다
Publicizing the Values of
Political Newspaper Pursuing
Happiness

On June 9 a ceremony of the re-founding of the Hankook Ilbo was held at the Lotte
Hotel in Seoul. It was attended by more than a thousand dignitaries including the
ambassadors of 35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Japan as well as Saenuri Party
Chairman Kim Moo-sung,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Chairman Moon
Jae-in, Kumho Asiana Group Chairman Park Sam-koo, Hyundai Group Chairman
Hyun Jung-eun, CJ Group Chairman Sohn Kyung-shik and many other representatives of various sectors. National Assembly Speaker Chung Ui-hwa urged the
newspaper, which has a 61-year history, to take a lead in helping the public reach
a consensus through sound criticism and fair perspective based on law, principles
and society’s trust.
Chairman Seung Myung-ho said in his speech that the Hankook Ilbo will be reborn
into a political newspaper that will relentlessly pursue social integration, coexistence and happiness. Since becoming a part of the Dongwha Group this year, the
Hankook Ilbo has renovated its corporate image and newspaper design. The new
design, which is more sophisticated and easy to read, was first published on June
9 to mark the 61st anniversary of the newspaper’s founding. Based on the stable
management of the Dongwha Group, the Hankook Ilbo is expected to better fulfill
its role as a newspaper and meet its readers’ demands by publishing more insightful articles.

6월 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일보 재창간 선포식이 열렸다. 미국, 일본 등 35개국 주한 외국 대
사들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비롯한 정치계 인사들, 박삼구 금호아
시아나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해 한국일보의
재창간식을 축하하며 한국일보의 새출발을 함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61년간 정도 언론의 길을 걸
어온 한국일보가 “앞으로도 건전한 비평과 견제로 공평한 시각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법과 원칙, 사회적 신뢰를 바로 세우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승명호 회장은 ‘미래가치를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한국일보가 사회통합을 모색하고, 국민들과의
공존과 행복을 지향하는 정론지로 거듭날 것이라 선언하며 정치계, 관계, 재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주요 인사 1천여명이 참석했던 한국일보 재창간의 의미를 한껏 고조시켰다.
올해를 재창간 원년의 해로 삼은 한국일보는 동화그룹과 함께 기업이미지와 지면쇄신 작업을 진행했
다. 이를 바탕으로 61주년 창간기념일인 9일자 신문부터 한층 세련되고 읽기 편하게 단장하여 발간되
었다.
새로운 가치로 무장한 한국일보 재창간 선포식은 동화그룹의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한국일보가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을 뿐 아니라, 한층 깊이 있는 콘텐츠와 풍성한 내용
으로 세간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문이 될 것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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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ongwha
전합니다Ⅱ

동화 엠파크시티 M1 자동차 매매단지 기공식

세계 최고의
자동차 비즈니스
플레이어를 향해
Becoming the world’s top
auto business player
Groundbreaking Ceremony
of M-Park City’s M1 Complex

지난 7월 16일, 동화기업의 기존 M1 단지가 위치했던 인천 가좌동의 M1 부지에서 뜨거운 태양빛처럼
밝은 미래를 꿈꾸는 엠파크시티 M1 자동차 매매단지의 기공식이 진행되었다.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동화엠파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동화를 돌아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On a scorching day on July 16 a groundbreaking ceremony for the M1 used car complex of
M-Park City was held on the former site of Dongwha Enterprise’s M1 complex in Gajwa-dong,
Incheon. This meaningful ceremony represented Dongwha M-Park’s efforts to build a better
future and Dongwha’s journey since its fo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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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명호 회장 이하 13명의 귀빈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시작된 M1 매매단지 기공식은
단지의 착공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성공적인 준공을 기원하는 자리였다. 동화기

완공 예정

2016.9.30

업과 동화엠파크의 임직원뿐 아니라 단지의 시공사인 제일모직과 설계사인 SKM
외에 엠파크시티 조합 발전위원회 임직원을 포함한 약 6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하
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기공식에서는 간단한 준공 경과보고와 공사개요 보고를 통해 M1 자동차 매매단지
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엠파크시티 M1 자동

주차시설

총 9개층

차 매매단지는 16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30일에 완공될 예정으로, 대
지면적 38,622㎡, 건축면적 13,357㎡의 규모를 자랑한다. 지하 1개 층과 옥상을 포
함한 총 9층의 주차시설에 총 3,630대의 자동차를 전시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시
설로 근린생활시설의 기능도 함께 수행 가능한 복합단지의 모습을 갖출 예정이다.

자동차 전시

총 3,630대

뜻깊은 자리의 축사를 맡은 승명호 회장은 대한민국 최초 MDF 공장이란 의미있
는 M1 공장 부지에 동화의 신동력인 자동차 산업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는 시작
점이 될 매매단지가 들어서게 된 것과 M1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 점에 대한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대지면적

38,622㎡
건축면적

13,357㎡

기공식은 제일모직의 유필상 전무, SKM의 민성진 대표, ITM의 이병섭 사장의 축
사에 이어 신축공사의 시작을 축하하는 귀빈들의 커팅과 시삽으로 끝을 맺었다.
동화인들은 기공식을 통하여 동화 그룹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던 과거와 현재, 그
리고 앞으로 이끌어 갈 미래의 모습들을 미리 볼 수 있었으며, M1 자동차 매매단
지의 준공을 시작으로 동화엠파크가 자동차 유통 비즈니스의 선두주자로 나아가
향후 세계 일류의 자동차 비즈니스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하며 많은 격
려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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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eremony started with Chairman Seung Myung-ho introducing 13 guests. It represented Dongwha’s wish for a successful construction and it was attended by some 60 people including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of Dongwha Enterprise and
Dongwha M-Park as well as Cheil Industries, which is building the
complex, SKM, which designed it, and the members of the MPark City union and development committee.
At the ceremony the outline of the construction project was introduced, enabling the visitors to picture the creation of the used
car complex. The M1 complex, which is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is slated for completion in September 2016. The nine-story
complex will be built on a 38,622m2 area, with its building area
reaching 13,357m2. Its parking lot will accommodate 3,630 cars.
In addition to selling cars, the complex will also provide green
space to visitors.

In his congratulatory speech, Chairman Seung Myung-ho said
the construction of the M1 complex on the former site of Korea’s
first-ever MDF factory signifies a fresh start for the auto business,
Dongwha’s new growth engine, making the name “M1” ever
more meaningful. After the groundbreaking ceremony, congratulatory speeches were delivered by Cheil Industries’ managing
director Yoo Pil-sang, SKM CEO Min Sung-jin and ITM CEO Lee
Byung-seop. The guests then participated in the ribbon-cutting
and shovel ceremonies. Through this ceremony Dongwha
members took a look back on Dongwha’s past, its present and
a glimpse of its future. They expressed their hopes that with the
launch of the M1 complex, Dongwha M-Park will emerge as a
leader of the auto distribution industry and become the world’s
top auto business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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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ongwha
성장합니다

글로벌 역량, 우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5 동화 새내기
해외사업장 탐방

1일차

2011년 이후 매년 진행되고 있는 신입사원들의 글로벌 역량

더 큰 역랑으로, 더 큰 세계를 향해!

Day 1

강화를 위한 해외사업장 탐방. 올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VIETNAM
Ho Chi Minh City

New Dongwha Employees
Visit Overseas Business Sites

총 25명의 26기 신입사원들이 현재 가장 뜨거운 베트남 해
외사업장을 깊이 체험하고 이해하기 위한 탐방을 떠났다. 머
나먼 이국의 낯섦과 8월의 뜨거운 열기도 막지 못한 이들의
4박 6일 간의 패기 넘치는 여정을 함께했다.

Global Capacity Starts with Us
Every year Dongwha sends its new employees to overseas business sites to help them foster their global skills,
a tradition that began in 2011. This year 24 new employees, the most thus far, visited Dongwha’s business site in
Vietnam, which has been rising in status recently. Here’s a
look at their six-day journey.

베트남의 역사, 베트남의 눈물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편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베트남 탄손너트 국제
공항. 이국의 공기를 느껴볼 여유도 없이 바로 본격적인 탐방에 들어간
신입사원들은 호치민 시내에 위치한 전쟁박물관과 통일궁을 견학하며
베트남 역사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우리의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베트남 전쟁 관련 섹션에서는 감사와 애도의 마음을 함
께 담아 경건한 마음으로 견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Vietnam’s history and tears
The employees took an early morning flight to Vietnam and arrived
at the Tan Son Nhat International Airport. Their tour started right
from the airport. They visited a war museum and the Reunification Palace in downtown Ho Chi Minh to learn about the history of
Vietnam. In the hall dedicated to the Vietnam War, a tragic part of
modern history, they expressed their gratitude and condol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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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차

Days 2-3

베트남 느껴보기(개별탐방활동)
탐방 2~3일차에는 미리 준비하고 수립한 탐방 계획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베트남 체험
이 진행되었다. 베트남 내 봉사활동, 식문화, 비즈니스 문화, 직업관 등 다양한 주제를 바
탕으로 더욱 생생한 체험을 위해 호치민 시내의 다양한 장소들을 방문하여 직접 경험해보
는 시간을 가졌다. 총 6개의 조로 나뉘어진 신입사원들은 동코이 거리, 벤탄 마켓, 호치민
대학, 푸미흥 한인타운 등을 고루 방문하여 베트남 문화를 몸소 체험하며 사전에 준비했던
내용들을 검증하고 더욱 구체화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Discovering Vietnam
On the second and third days the employees began their tour of Vietnam in earnest
based on their travel plan that they had devised in advance. They participated in volunteer work, tried local food, and learned local business rules. They visited various places
in Ho Chi Minh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Vietnamese culture. The employees
split into six teams to visit Dong Khoi Street, the Ben Thanth Market, the Ho Chi Minh
University and the local ethnic Korean community.

4일차

Day 4

동화 in 베트남(사업장 견학 및 발표)
이어지는 4일차 일정에서는 사업장 견학과 조별탐방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베트남에서의 동화를 경험하고, 동화의 미래를 그려보는 과정을 현지 주
재원과 함께하였다. 베트남 사업장을 스스로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글로벌 동
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업무 지식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탐방 결
과에 대한 발표를 통하여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주재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조언을 얻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후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선후배간 진
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Tour to Dongwha business site and presentations
On the fourth day the employees toured Dongwha’s business site in
Vietnam along with local employees, and announced the results of their
group trips. They also discussed Dongwha’s presence in Vietnam and its
future. The tour further strengthened the employees’ pride in their company and helped them learn about their work responsibilities. The visitors
shared their impressions of their trip to Vietnam with the local employees
and received their advice. In the evening they had dinner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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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차

Days 5

가까운 듯 먼 나라, 베트남
모든 일정을 끝마친 후, 26기 신입사원들은 ‘어느 정도는 알
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기존에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베트
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지금까지 베트남
에 대해 깊게 알지 못했던 스스로의 무관심했던 모습을 돌
아보기도 하였다. 이번 해외탐방은 신입사원들로 하여금 베
트남 사업장과 국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더욱 장기
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기회이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던 시간이었다.

Close yet faraway country, Vietnam
After the trip all the employees said that they had discovered a completely new side of Vietnam that they had
never imagined before. They said they had realized how
shallow their knowledge of Vietnam had been before
the trip. This journey helped them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Dongwha’s Vietnamese business operations
and their home country, and served as an opportunity to
hone their global skills in the long term in order to grow
into global talent.

다름의 이해와 인정(이문화 체험)
탐방 마지막 날에는 모두 함께 베트남의 이문화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의 전통 생활방식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미토시의 유니콘 섬을 방문, 주민들의 생활상을 탐방하였
다. 신입사원들은 또 다른 베트남의 모습들을 마주하며 현재와
과거, 미래가 공존하는 베트남에서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몸소
체험하며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역
량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켰다.

Learning to brace differences
On the final day of their trip the employees took the time
to experience Vietnamese culture on Unicorn Island, where
the traditional Vietnamese lifestyle has been preserved well
to this day. They also discovered the modernized side of Vietnam, which coexists with its traditions. The tour helped them
to learn how to brace and understand cultural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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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

Malaysia

동화 말레이시아(DMY)의 금메달과 최우수상 수상 소식
Gold Medal & Best of the Best Award for Dongwha Malaysia

말레이시아 기술 박람회는 무역 방문객들 중 지정된 관람객들 앞
에서 매년 500건 이상의 혁신 및 발명 플랫폼들을 전시하는 연간
행사로, 지역 내에서 가장 선구적인 국제 혁신 및 발명 박람회로
서 발전해왔다. 기술 박람회와 함께 진행된 2015 혁신 & 발명 시
상식의 ‘혁신 & 발명상’은 말레이시아 연구 과학자 협회(MARS)
에서 주관하며,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 과학
자와 연구자들이 수상하는 크고 명예로운 상으로 알려져 있다.
동화 말레이시아 소속 3인을 포함한 8명의 연구원들로 이루어진
팀은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Putra World Trade Centre(PWTC)
에서 열린 2015 말레이시아 기술 박람회에서 MDF 생산을 위
한 OPT(Oil Palm Trunk)의 활용법의 혁신 발명 프로젝트 건으로
금메달과 함께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메달과 상은 Dr. SiJoon
Lee, Mr. Rosmazi Bin Omar 그리고 Mr. Ahmad Sirajuddin Bin
Tabari에게 전달되었다. 모든 수상자들은 말레이시아 연구 과
학자 협회(MARS)의 협회장이자 2015 말레이시아 기술 박람회
(MTE)의 공식 주관 주체인 Dr. Wan Mashol W. Zin으로부터 각자
의 메달을 수여 받았다.

Malaysia Technology Expo is an annual event with more than
500 exhibits of platform inventions and innovations to a targeted audience of trade visitor and this event has evolved to
be the leading international invention and innovation expo
in the region. Invention & Innovation Awards 2015 has been
held in conjunction with the event. The awards which recognize and honoring scientists and researchers for excell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organized by the Malaysian
Association of Research Scientists (MARS).
A team of 8 researchers with 3 of them from Dongwha Malaysia won “Gold Medal” and “Best of the Best Award” at the
Malaysia Technology Expo (MTE) 2015, which was held on
February 12 to 14 at the Putra World Trade Centre (PWTC)
for the project invention and innovation of Utilization of Oil
Palm Trunk (OPT) for the Production of Medium Density Fibreboard (MDF). The medal and awards went to Dr. SiJoon
Lee, Mr. Rosmazi Bin Omar and Mr. Ahmad Sirajuddin Bin
Tabari. All winners received their medals from the Malaysian
Association Research Scientist (MARS) president, Dr. Wan
Mashol W. Zin, which was also the official organising body
of the MTE 2015.

네팔 강진 희생자와 피해자를 위한 구호 활동 소식
Relief for Nepal Massive Earthquake Victims

진도 7.8 규모의 강진이 네팔의 관광도시 Pokhara와 수도
Kathmandu 사이에 위치한 Saurpani(Gorkha) 지역 주변을 강타
하였다. 해당 지진은 여러 차례 강도 높은 여진을 일으켰으며, 4
월 26일 일요일에는 진도 6.7 규모의 또 다른 지진이 네팔을 강타
했다. 2번의 지진으로 인해 수천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
였으며, 건물 또한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 유적으로서 가치를 지
닌 네팔의 수많은 건물, 사원, 도로 역시 손상, 붕괴되거나 파괴
되었다. 8,000여명의 사망자와 15,000여명의 부상자들이 발생하
였으며, 300,000여채의 가옥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피해를 입은 지역은 Sindhupalacok, Nuwakot, Gorkha,
Dhanding, Kavre, Karverpaalanchok, Lamjung, Kathmandu,
Bhaktapur와 Lalitur였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대규모 지진 피해에 대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었다. 동화 말레이시아의 경영진 역시 즉각 네팔 출신의 피해 직
원들에게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DMY HR 부서장인 유돈
부장은 동화 말레이시아의 경영진을 대표하여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900RM 가량의 현금을 지원하였다. 대한민국의 동화
기업 역시 2,899 USD를 지원하여 네팔에서 일어난 슬픔을 함께
위로하였다. DMY의 제조 생산 파트 부서장인 이성영 부장이 대
한민국 동화기업을 대표하여 지원하였다.
네팔인들로 구성된 구호팀의 Mr. Krishna Saru팀장은 “예전에도 계
속 다른 나라에서 일해 왔지만, 이번처럼 우리가 동화 가족의 구성
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지진으로 인해
피난 가 있을 때, 이곳의 모든 이들이 동정과 연민의 마음으로 도
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었다. 동화

A strong 7.8 magnitude earthquake hit Nepal in the area
near Saurpani (Gorkha), between capital Kathmandu and
tourist town Pokhara. The earthquake was followed by many
powerful aftershocks and a new earthquake (6.7) hit Nepal on Sunday April 26. The earthquakes caused extensive
damage to buildings and thousands of deaths and injuries.
Many (historic) buildings collapsed, temples have been ruined, roads destroyed. Nearly 8000 deaths 15000 injuries and
300000 houses completely destroyed in Nepal, Worst affected districts area in Nepal, Sindhupalacok, Nuwakot, Gorkha,
Dhanding, Kavre, Karverpaalanchok, Lamjung, Kathamndu,
Bhaktapur and Lalitur,
Many countries offer a helping hand for this massive earthquake. Management of Dongwha Malaysia had decided to
support the affected employee from Nepal. DMY Head of
HR, Mr. Don Yu represented Dongwha Malaysia management by donating of cash amount of RM900 to each victims.
Dongwha Enterprise, Korea also share the sorrow of what
happened in Nepal by donated USD2899. Mr. SeongYoung
Lee, Head of Manufacturing of DMY represented DWE for
the donations.
Conveying his grateful to Dongwha, Mr. Krishna Saru, Nepalese team leader, said “I’ve being working in other country
before, but this is the first time we (foreign workers) feels like
we were accepted as family members in Dongwha. Everybody here shows sympathy and give moral support to us as
we were away during the earthquake happened. Thank you
dear DONGWHA”.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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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

Malaysia

2015 DW Nilai 볼링 대회
2015 DW Nilai Bowling Tournament

일시 : 2015년 4월 8일 금요일 오후 8시 ~ 오후 10시 30분
장소 : Nilai 공항 스포츠 단지

Date: 8th April 2015 (Friday) 8.00 p.m - 10.30 p.m
Location: Airport Sports Complex, Nilai
닐라이에서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볼링 대회가 개최되었다.
4월 8일 금요일 저녁, Nilai 공항 스포츠 단지에서 진행된 대회에
는 작년의 랭킹에 기반하여 Nilai 스포츠 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추
첨한 3명의 선수들이 각 한 팀을 이루어, 총 16개 팀 48명의 선수
들이 참가하였다. Nilai 공장 관리자인 Mr. Donald Reu가 첫 공을
던지며 2015 DW Nilai 볼링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대회는 모든 참가자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The bowling tournament this year took place last Friday
night at Airport Sports Complex, Nilai. There was 48 participants joined the game with 16 teams where each team
consisted of three bowlers that are drawn randomly by Nilai Sports Committee based on last year ranking. Nilai Plant
Manager, Mr. Donald Reu threw the first ball to mark opening of 2015 DW Nilai Bowling Tournament, Overall, it was
successful event with everyone seems to have a good time
and in fact, for those who joined the game for the first time,
it was a great moment where they can mingle around with
their team members from other department.
Congratulations to all winners and those listed in top ranking.
For full winner lists, please refer to announcement on notice
board.

Penang 국립공원 정글 트레킹 행사
DW Kulim: Jungle Trekking Program to Penang National Park

되었다. 특히,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부
서의 팀원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
가 되어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모든 수상자들과 탑 랭킹
에 오른 선수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 외 모든 수상자
리스트는 공지 게시판의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위 : 1215핀 (Ramli Aman, Zaidi Risham, V. Ravichandran)

지난 2015년 5월 9일 토요일, 33명의 DW Kulim 소속 직원들이

1st Place : 1215 pins (Ramli Aman, Zaidi Risham, V. Ravichandran)

가족들과 함께 동화 Kulim 스포츠 & 레크리에이션 클럽에서 기
획하고 준비한 정글 트레킹 활동에 참가하였다.
야생 탐험과 정글 트레킹으로 짜여진 여행은 아침 8시, Kulim 사
업장에서 Penang 국립공원을 향한 버스 출발로 시작되었다. 탐
험은 EHS 대표인 Mr.Asri의 기도문 낭독과 함께 개시되었다. 섬
의 북서쪽 끝에 위치한 3.5 킬로미터 길이의 정글 트레킹 코스는
Penang 국립공원의 입구인 Teluk Bahang에서 시작해 Pantai
Kerachut까지 이어져 있었다. 코스를 따라가는 동안 직원들 대
다수는 열대 우림과 새와 벌레들이 이루는 장관에 감탄하며 눈
을 떼지 못하였다.
Pantai Kerachut에서는 거북이 보호 정보 센터를 방문했는데,
Penang 섬의 거북이 서식지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 정부 진행 보
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 모든 직원
들은 원숭이 해변에 도착해 점심을 함께한 후 수상 활동을 즐겼
다. 이번 행사는 모든 참여 직원들이 끝까지 트레킹 코스를 완주
하여 성공적으로 끝을 맺었으며, 많은 참여 직원들이 Penang 국
립공원을 다시 한번 꼭 방문하고 싶어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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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Saturday, on 9 May 2015, a group of 33 employees
from DW Kulim together with their family participated in
the Jungle tracking activities organized by Dongwha Kulim
Sports and Recreations Club.
The trip to explore wildlife and jungle trekking began as the
bus depart from Kulim Plant at 8.00 a.m headed to Penang
National Park. The exploration commence with prayer recital
by Mr. Asri, EHS Executive. Located at the North-Western tip
of the island, the 3.5km jungle trekking journey began from
the entrance of Penang National Park, Teluk Bahang heading
to Pantai Kerachut. During the trailing, most employee
pause to admire scenic view of rainforest, birds and insects.
At Pantai Kerachut, the team visited Turtle Conservation and
Information Center. They were amused with the conservation
program done by State Government to preserve turtle
habitats in Penang Island.
Later, all participants was taken to Monkey Beach to have their
lunch and enjoyed water activities there. This event ended
successfully where all participants managed to finish trailing
the trek and their feedback about the program is that most of
them eager to return back to visit Penang National Park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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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

New Zealand

Gerik 지역 대학과 말레이시아 과학 대학 학생들의
Merbok ㈜동화 Fiberboard 방문기
Gerik Community College & Universiti Sains Malaysia (USM) Visited
DONGWHA Fiberboard Sdn. Bhd, Merbok
Gerik 지역 대학에서 온 4명의 강사진과 18명의 학생들이 2015년
5월 19일, 동화 Merbok 공장을 방문하였다. 향상된 품질의 섬유
판 제품들에 관한 정보와 방문객들의 전공 과목과 관련된 섬유
판 제조 과정에 대한 지식들을 공유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 협회
와 좋은 상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다. 방문객들은 동화의 제품
과 품질 관련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점심 식사 이
후에는 공장 견학을 하였으며 지역/부문 대표들을 통하여 각 공
정에 대한 설명들을 들을 수 있었다.
2015년 5월 22일에는 1명의 강사를 포함한 32명의 말레이시아
과학 대학교 산업 기술 대학 소속 인원들로 이루어진 대표단이
동화 Merbok을 방문하였다. 이번 동화 MDF 공장 교육 방문은
학부생들이 관련 공정에 대해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
니라, 실제 산업 환경 안에서의 근로 생활과 문화에 대해 알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학생들과 동행한 Dr. Rokiah Hashim 교수
는 대표단에 전해진 동화 말레이시아의 따뜻한 환대에 말레이시
아 과학 대학교를 대표하여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또한 훌
륭하게 구성된 공장 투어 안내가 학생들의 시야와 지식을 확실
하게 넓혀주었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동화 말레이시아는
학생들의 자기 발전에 작더라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한 것
에 기쁨을 표하였다.

18 students and 4 lecturers from Gerik Community College
recently visited Dongwha Merbok plant on 19th May 2015.
Objectives are to share and promote fibreboard product,
sharing knowledge on process making of fibreboard which
relates to their course as well as to have good networking with
educational institute.
The visitors were briefed on Dongwha product and quality
process. After lunch, they were brought to visit plant site and
being explained on each of the process by area representatives.
Meanwhile, a delegation of 32 visitors from the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Universiti Sains Malaysia (USM),
including 1 lecturer visited DONGWHA Merbok on 22nd May
2015. The educational visit to our MDF Plant is to enable the
undergraduates familiarize with the operations, working life
and culture in the actual industrial environments.
In thanking DONGWHA Malaysia, accompanying lecturer,
Professor Dr. Rokiah Hashim expressed USM’s gratitude for
the hospitality extended to the delegation. He commented
that the well-organized guided plant tours have certainly
widens the students’ perspective and knowledge. DONGWHA
Malaysia is pleased to play this small role in developing the
students.

동화 뉴질랜드 주재원들의 번지점프 도전기
Dongwha New Zealand Employees Go Bungee Jumping

동화 뉴질랜드에서는 주재원들의 여가와 단합, 행복증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모임을 결성하여 매월 혹은 매분기 이벤트를 진행하
고 있다. 지난 6월 12일과 13일, 주재원들이 손수 합심하여 모은
회비를 바탕으로 이틀간 진행된 6월 주재원 이벤트는 근무지에서
약 2.5시간 가량 떨어져 있으며, ‘빅토리아 여왕에 어울리는 곳’이
라는 이름의 유래를 가질 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와카티
푸 호수 기슭의 퀸즈타운에서 이루어졌다. 이곳 퀸즈타운에는 세
계 최초이자 가장 아름다운 번지 점프대로 유명한 높이 43m의 카
와라우 브리지가 위치해 있는데, 해당 장소는 뉴질랜드를 여행하
는 사람들의 최고 로망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또한, 한국 영화 ‘번
지점프를 하다’의 배경이 된 곳이자, 대한항공의 ‘어디까지 가봤
니?’ TV 광고 시리즈의 배경이 된 곳으로 더욱 유명하다.
뉴질랜드에서 꼭 경험해보아야 할 것으로 손꼽히는 활동인 만큼,
승지수 대표를 포함한 동화 뉴질랜드 주재원 모두가 직접 번지
점프에 도전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이번 이벤트에 참가한 이들은 그 어떤 활동들보다 더욱 다이나
믹하고 짜릿했던 경험으로 동화 뉴질랜드의 주재원들에게 잊지

Dongwha New Zealand holds recreational events for its
employees every month or every quarter to bolster camaraderie and just help them relax. On June 12 and 13
the employees organized such an event on their private
funds in Queenstown, which is located within a two-anda-half-hour ride from work. Queenstown is known for its
picturesque natural landscape thanks to Lake Wakatipu. It
is also home to the world’s first and most beautiful bungee
jump bridge, which soars 43 meters above the ground. It
is a must-see for tourists visiting New Zealand. This scenic
spot was also featured in the Korean movie “Bungee Jumping of Their Own” and a TV commercial for Korean Air. Bungee jumping is unarguably a must-try for everyone who
visits New Zealand. All of the Dongwha New Zealand employees and its CEO, Seung Ji-soo, mustered the courage
to try bungee jumping. The event was more thrilling and
dynamic than ever before. It was an unforgettable experience for the employees that also helped them strengthen
their friendship.

못할 소중한 추억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끈끈하고 강
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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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Dream
Dongwha
찾아갑니다Ⅰ

팀장 리더십 교육
Leadership training for team leaders

동화 글로벌 경영의
선봉에 서다
Standing at the Vanguard of
Dongwha’s Glob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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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컬처빌리지에서 진행된 팀장 리더십 교육은 ‘동화 글로벌 경영, 성공적 글로벌 경영을 위한 성공
& 실패사례와 전략’이란 내용으로 1박 2일 간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4월 초에 진행된 1차수 교육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보다 다양한 구성과 알찬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The leadership training was held for two
days at the Dongwha Culture Village with
the goal of introducing success and failure
stories of Dongwha’s global management
and strategies for its successful implementation. The training provided diverse information as it was based on the results of
feedback for the previous session, which
was held in early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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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짐
팀장 리더십 교육의 핵심은 동화에 필요한 글로벌 경영 전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근본적인 이유를 찾
는 것으로 굉장히 고도화되고 치밀하면서 세련된 운영 방법을 찾기 위해선 여러 측면의 고민이 필요했
다. 팀장들은 진지한 자세로 자료들을 살펴보고, 실적악화의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고심했다.
최선의 경영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명확한 핵심 문제를 찾는 것이 중요했다. 이는 글
로벌 현지 운영 방향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각 업무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경영 전략을 세우는 길
이기도 했다.

글로벌 경영 전략을 위한 케이스 시뮬레이션
교육은 동화 말레이시아 화재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보는 것
으로 시작했다. 5개 조에 나눠 모인 다양한 부서의 팀장들은 의견을 개진하며 토의를 통해 분석을
진행했다. 영업, 구매, 관리, 생산, 운영 등 각기 다른 직무처럼 문제점 분석과 해결책 역시 다양했

조별로 이루어진 열띤 토의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영 전략을 분석하며, 글로벌 경영의 경쟁
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점 찾아보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작은 관심에서 시작해 소통으로 개선안을 만
들었던 교육 과정은 앞으로 동화의 최종 목표인 글로벌 경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충
분했다. 그들은 발상의 전환을 기반으로 새로운 환경, 새로운 니즈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동
화만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다. 조별마다 정리된 분석과 해결책 발표에 서로의 의견을 비교하고, 질의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과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을 논의했다. 그들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급박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장
상황이 급변하더라도 신속히 대응하여 빠른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외부 상황을 주시하고,

Playing a pivotal role in global management

예측하면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The salient point of the leadership training was to identify global management strategies and stumbling blocks that Dongwha is facing. This requires diverse opinions in order to find a sophisticated,
elaborate and well-knit strategy. After reading materials, the participants discussed factors behind
deteriorating business performance. They tried to identify the most realistic and clear root-cause in
order to set the best business goals and strategies that can enable Dongwha to maximize its synergistic results. During heated group discussions, the participants analyzed business strategies in line
with the situation in the market and tried to come up with ways to strengthen Dongwha’s global
competitiveness. The training session brought Dongwha closer to its ultimate goal of implementing
global management. The participants made a pledge to build Dongwha’s unique software in line
with the new business environment and market needs by thinking outside of the box.

선 글로벌 인재 육성 시스템과 함께 여러 관점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환
경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Case simulation of global management strategies
The training began with the analysis of factors that caused a fire at Dongwha’s Malaysian business site and the discussion of strategies to prevent similar accidents. The participants split into
five teams and came up with diverse strategies in line with their work responsibilities. After
announcing their strategies, they shared their opinions and asked questions to come up with
a fundamental solution. They agreed that for a global corporation it is imperative to be always
prepared for any kind of emergency and sudden changes in the market in order to be able to
respond swiftly and ensure safety and stability. They also said that in order to succeed in the
global market, it is important to nurture global talent and build an environment for analyzing
problems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encouraging employees to contribute their opinions.

glob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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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Dream
Dongwha
찾아갑니다Ⅱ

2박 3일 간의 동화 같은 휴식

동화 컬처빌리지에서 만난
2015 미스코리아
Like a Fairytale Miss Korea 2015 candidates
at Dongwha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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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과 교양, 미를 겸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미인을 선발하는 한
국일보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대한민국 최고 행사 중 하나다.
국제 미인대회에서 국위 선양에 이바지하며 국민에게 크나큰 응
원과 힘이 되었던 60년의 역사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명실
공히 아시아 대표 글로벌 미인대회로 만들기 충분했다. 지역심
사와 본선심사, 약 4주간의 합숙 등 공정하고 엄격한 과정을 거
쳐 선발된 미스코리아는 한류 열풍과 연계한 뷰티산업 가치 향
상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각종 홍보대사 사회공헌활동, 국제
미인대회 출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예선을 통과한 미스코리아 후보들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동화 컬처빌리지에서 꿀 같은 휴식과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었다.
동화 컬처빌리지에서의 두 번째 날 아침, 카페 테라스에서 상쾌
한 강바람을 맞으며 요가체험을 하는 미스코리아 후보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매트 위에 나란히 앉아 강사의 지도 아래 간
단한 스트레칭과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안정을 취하며 그
간의 긴장을 풀었다. 수려한 자연의 기운을 받아 활력을 일깨워
자신의 몸 상태와 마음 가짐을 살핌으로써 자기관리에 소홀하
지 않기 위해서다.
개사된 ‘붉은 노을’에 맞춰 여름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았던 립덥
은 미스코리아의 힘찬 환호와 밝은 미소, 건강한 웃음과 넘치는
끼를 엿볼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다. 컬처빌리지 곳곳을 돌아
다니며 안무로 미스코리아의 지성미를 표현했던 그들의 적극적
인 태도와 긍정적인 모습은 즐거움 그 자체였다.

36

GREEN DONGWHA MAGAZINE

The Miss Korea beauty pageant is one of the largest events in Korea, which chooses the most
intelligent, educated and beautiful women to represent Korea. The pageant, which has a 60year history and has always contributed to boosting Korean people’s pride in their nation, has
every reason to be regarded as one of the most prestigious beauty pageants in Asia. Miss Korea
pageant winners, who are selected after four weeks of preliminary regional rounds and main
competition according to fair and strict criteria, not only contribute to raising the value of the
beauty industry, which in turn contributes to the popularity of Korean culture overseas, but
also act as PR ambassadors and participate in social philanthropy and international beauty
pageants. Candidates for Miss Korea 2015, who had won fierce competition, gathered at the
scenic Dongwha Village to rest and bond.
We met with the Miss Korea candidates on the morning of their second day at the Dongwha
Culture Village when they were taking a yoga class on a café terrace to a nice breeze. They were
performing meditation and stretching exercises to relieve mental and physical fatigue in the
picturesque natural environment. They also recorded a lip dub to the melody of the song “Red
Sunset,” showcasing their charming smiles and diverse talents. Their young vigor and beauty
expressed through dance exuded tons of positiv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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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긋한 아로마로 풍성했던 바리스타 교육은 커피에 대한 이론과 실습으로 이루어졌다. 미스코리아
후보들은 세 종류의 원두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직접 준비된 기구를 이용해 핸드 드립 커피를
추출했다. 조심스레 뜨거운 물을 붓자 빵처럼 원두가 부풀어 오르는 신기한 광경에 여기저기서 감
탄이 흘러나온다. 커피 한 잔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긴 시간과 노력이 미스코리아가 되기 위한 여정
과 다르지 않아서일까, 라떼 아트로 자신만의 모양과 문양을 그리고 서로의 커피를 비교하며 다양
한 원두를 맛보는 모습이 매우 진지하다.
다양한 포즈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냈던 사진촬영에서는 미스코리아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접 포즈를 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배경을 정한 그들은 한 컷 한 컷 진행될 때마다 프로의 모습으
로 촬영에 임했다. 자신감 있는 포즈와 달리 서로의 포즈를 봐주는 그들의 얼굴에는 동화 컬처빌리
지에서의 행복하고 즐거운 기분이 그대로 묻어났다.
라디오스타와 함께한 미스코리아 화합의 장 ‘우리들의 이야기’. 잔디밭 위에 마련된 바비큐 파티는
마치 캠핑장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멜로디가 어우러진 바비큐 파티에 캠프파이어가 더해
지자 더욱 즐거운 분위기로 변모한다. 북한강을 곁에 둔 컬처빌리지는 야광팔찌를 두르고 캠프파이
어 주위에 둥글게 모여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추는 그들의 싱그러운 웃음으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고 최대 미의 대전이라 일컬어지는 미스코리아 대회. 진을 향한 피나는 노력과 선의의
경쟁에 앞서 미스코리아 후보 모두의 가슴 속에는 동화 컬처빌리지에서 동고동락하며 쌓은 뜨거운
우정과 멋지고 아름다운 추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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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barista class, the Miss Korea candidates learned about
coffee and how to brew it. Each of them picked a different kind of
coffee beans and made drip coffee using special tools. They marveled
at the sight of coffee rising like bread dough when hot water was
poured in, and tried their hand at latte art by drawing various patterns on
their coffee, which took much time and effort to make. They then tasted one
another’s coffee and compared it with their own.
During a photo shoot the candidates for the title of Miss Korea struck impressive
poses and picked the best backgrounds for their photos. They all looked like
professional models and didn’t spare advice for each other to make sure
that each of them looked good in the pictures. The happy smiles on their
faces said it all about how much fun they were having at the Dongwha
Culture Village. In the evening the Miss Korea candidates held a
barbecue party, which was reminiscent of camping on the bank
of the Bukhan River with the young beauties dancing excitedly
around a campfire with glowing bracelets on their hands.
All Miss Korea candidates are required to live together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before the final round. By spending
time at the Dongwha Culture Village these young
women became friends and made unforgettable
memories before becoming rivals for the title of the
most beautiful woma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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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Dream
Dongwha
찾아갑니다Ⅲ

관리자로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을 지닌 팀장으로!

동화 엠파크 관리자 역량 향상과정

7월 3일~4일 양일간 동화 컬처빌리지에서 진행된 동화 엠파크 관리자 역량 향상

Workshop for Team Managers

과정은 ‘동화 엠파크의 내일을 준비하는 팀장 역량 향상 워크숍’이라는 부재를 통

내일을 준비하는
팀장 역량 향상 워크숍
Training for M-Park Team Managers
Fostering Dongwha M-Park Managers’ Capacity
그 누구보다도 선두에서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 단지 동화 엠파크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엠파크의 각 팀장들. 동화 엠파크의 더 큰
성장과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임했던 엠파크 팀장 교육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Team managers of Dongwha M-Park have been playing a pivotal role in developing M-Park into the largest used car complex in Korea. Here’s a look at a workshop that was held recently for M-Park team managers to help them hone their skills to
prepare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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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알 수 있듯, 관리자(팀장)로서 조직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실행력을 확보하
고,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비전 제시 능력과 조직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준비되었다. 이지옥션팀의 파트장과 각 팀 팀
장을 포함한 총 13명의 관리자급 인원들은 총 6가지 교육 세션에 참가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Result-producing team leaders
The workshop took place on July 3-4 at the Dongwha Culture Village under the
theme, “Enhancing Dongwha M-Park team leaders’ skills to prepare for tomorrow.” As its theme suggests, the goal of the workshop was to foster team leaders’
abilities to produce results, set the direction for their teams by engaging their
team members and encouraging their participation, and contribute to maximizing the productivity of their teams and organization as a whole. Thirteen
managers attended the workshop, which consisted of six training sessions and
variou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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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_ 우리의 오늘 찾아보기
1일차에 이루어진 교육 세션들은 주로 동화 엠파크의 ‘오늘’을 심층적으로 함께 살

서로 알아가기

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가볍게 팀장 간 ‘서로 알아가기’
를 주제로 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시작으로 동화 엠파크의 관리자로서 스스로

Today

가 어떠한 특징과 강점을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
는 ‘강점 나누기’ 세션이 이어졌다. 여기서 나아가 함께 일하고 있는 ‘동화 엠파크’
에 대한 서로의 이미지와 경험들을 도출하여 함께 토론하고 더욱 건설적인 ‘내일’을
보내기 위해서 현재의 이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실행안을 수립해 분류, 평
가하는 ‘함께 고민하기’ 및 ‘실행 준비하기’ 세션까지. 동화 엠파크의 ‘오늘’ 모습을
다각도와 다방면에서 밀도 높은 관찰을 해볼 수 있는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강점 나누기

Day 1 _ Finding our present
Training sessions that were held on the first day of the workshop mostly focused on exploring the current status of Dongwha M-Park. After “ice breaking”
time, the participants discussed their strengths and their role in Dongwha MPark. After that they shared their views of Dongwha M-Park as a company and
their work experiences in a bid to resolve current issues and build a better future for their company. They came up with solutions together and discussed
ways to implement them. The session helped them develop a broader perspective of Dongwha M-Park.

함께 고민하기

실행 준비하기

2일차 _ 우리의 내일 준비하기
1일차 교육이 동화 엠파크의 현안들을 재조명하고 해결하기 위한 실행
안을 수립, 평가해 보는 활동에 집중되었다면, 2일차 교육 세션은 ‘신조
류 리더십’, ‘기본기 연습’이라는 타이틀로 이루어졌다. 동화 엠파크를 내

Preparing
for
tomorrow

DAY 2

일도 성장하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종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팀장이 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고, 리더십의 기본기를 배우
며 실습해보는 활동을 비중 있게 다루는 시간이었다. 팀장들은 리더로
서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지, 구성원들의 다양한 관점과 인식을 어떻
게 바라볼 것인지 고민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팀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며 ‘신조
류 리더십’이 현재의 관리자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알려주는지 심도 깊
이 이야기 나누었다.

Finding
our
present

DA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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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_ Preparing for tomorrow
Training sessions that were held on the first day of the workshop
mostly focused on exploring the current status of Dongwha M-Park.
After “ice breaking” time, the participants discussed their strengths
and their role in Dongwha M-Park. After that they shared their views
of Dongwha M-Park as a company and their work experiences in a
bid to resolve current issues and build a better future for their company. They came up with solutions together and discussed ways to
implement them. The session helped them develop a broader perspective of Dongwha 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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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Dream
Dongwha
소개합니다

01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합리적인 중고차

품질보장 ● Quality Guarantee
성능점검 평가 결과 ‘무사고’, All 양호

엠파크 다이렉트
Trustworthy Place to Buy Used Car
M-Park Direct

판정 차량만 선별

Only accident-free vehicles that pass
all criteria are selected

02

공정한 가격 ● Fair Prices

엠파크
다이렉트의 장점

국내 최초 거품 없는 가격정찰제 판매

Advantages
offered by
M-Park Direct

실시

Nation’s first to run a fixed-price system that ensures reasonable prices

04

연장보증 서비스 ●

Extended Warranty
전국 217개 제휴센터에서 보증수리 가
능한 3개월/5천km 연장보증 서비스

Three-month/5,000km guaranteed
repair services at 217 partner centers
nationwide

03

투명한 거래 ●

Transparent Transactions
전문 CP가 1:1로 구매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Professional car planners disclose all
information about available cars in a
transparent way one-on-one

중고차 구매에 있어 소비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무엇일까? 바로 믿고 살만한 곳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엠파크 다이렉트는 이런 맹점을 신뢰로 보완한 중고차 판매 서비스
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투명한 구매과정으로 좋은 차를 구매하고 사후까지 책임
지는 것이 핵심이다. 엠파크 다이렉트는 가격 흥정이나 불필요한 줄다리기 등 소비자가 불
편함을 느꼈던 구매방식을 정찰제로 운영하여 껄끄러울 수 있는 불편함까지 제거해 중고
차 구매고객에게 많은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

The biggest challenge that consumers face when they want to buy a used car is finding a trustworthy place. M-Park Direct provides highly credible services. It has a pool of
trustworthy experts who help customers buy high-quality used cars in a transparent
way and even receive after-sale service. M-Park Direct continues to draw customers’
attention for its fixed-price system, which helps minimizes customers’ inconvenience,
such as 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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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크 CP(Car Planner)란?
엠파크 CP는 고객과 함께 구매대상 차량의 모든 확인절차를 진행하여 판매 계
약을 돕는 동화엠파크 소속의 전문 중고차 전문가 그룹이다. 국내 No.1 매매단
지 엠파크시티가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친절한 1:1 전담 서비스로 검수 단계에서 문제사항 없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
록 도와 고객의 만족을 높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전화방문 예약 신청

Reservation
(by phone or office visit)

사전 점검

Preliminary inspection

전담 CP Contact

Meeting with car planner

Who are M-Park Car Planners?

차량 서류정보 확인

Paperwork check

콜센터로 연락하여 관심 차량에

예약 차량에 대해 전담 CP가 사전

예약일에 매매단지 방문하여 전담

차량등록증, 원부, 카히스토리, 성

대한 방문일을 예약 신청한다.

차량점검을 진행한다.

CP와 만난다.

능점검 등 서류 정보를 확인한다.

The customer calls the call-center and selects the day when he
or she wants to see the car of his
or her interest.

The car planner in charge of the
booked car conducts a preliminary inspection of the vehicle.

The customer visits the complex
and meets with the car planner.

The customer and the car planner check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ledger, car history, inspection records.

01

02

03

04

M-Park car planners are Dongwha M-Park’s used car experts who help customers find the right car that meets all of their requirements and sign contracts. Their qualifications are guaranteed by M-Park City, the largest used
car complex in Korea. Car planners play a pivotal role in ensuring customer
satisfaction by providing top-notch one-on-one services.

프로모션 이벤트 진행
동화엠파크 직영판매 서비스 엠파크 다
이렉트의 정식 런칭 기념으로 진행된 지난
6월 프로모션 이벤트는 동화인들의 적극적인 참

투명한 구매 절차 ● Transparent Transactions

여로 일찌감치 마감되었다. 주유상품권과 연장보증
상품 등의 상품이 증정된 엠파크 다이렉트 구매, 소개 하
기와 서비스 이용 후기는 사내 구성원들에게 서비스의 유용

08
계약 및 차량 인도

Contract signing and car
transfer

07

06

05

성능점검센터 체크

전용트랙 시승 테스트

내, 외관 및 옵션 확인

전문평가사와 함께 엔진 룸, 차량

조항장치, 제동장치 확인을 위한

차량 외부, 내부 인테리어 옵션 내

하부 상태를 확인한다.

주행성능 Test를 진행한다.

역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The car’s engine room and lower
part of the vehicle are inspected
by an expert.

A test drive is performed to check
the steering and braking devices.

The customer and the car planner check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ledger, car history, inspection records.

Performance inspection

Test drive on designated
track

Checkup of car’s exterior,
interior and options

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평이다.

Promotional Event
The promotional event that was held back in June to mark the
launch of M-Park Direct services ended successfully thanks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Dongwha members. They received gas
gift cards and extended warranty coupons for posting their
reviews of M-Park Direct services and introducing them
to others.

엠파크 다이렉트 문의전화
T. 1600-0083
상담시간 09:00~18:00(월~토)

For more information on M-Park Direct call
1600-0083 (9 a.m.-6 p.m., Mon-Sat)
46

GREEN DONGWHA MAGAZINE

3rd 2015 Vol.167

47

Dongwha
I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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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
52 동화그룹 경력사원 입문과정
56 동화 노동조합 설립 40주년 조합원 체육대회
60 테크니컬 컨퍼런스

Core Value
인재중시

낯섦이 익숙함이 되는 동화그룹 경력사원 입문과정

‘동화와의 소중한 인연이
더욱 견고하고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Familiarizing the Unfamiliar Training
for new experienced employees
Building Strong Relationship with Dongwha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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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의 끝자락, 동화라는 새로운 조직과 가치를 선택한 이들이 모인 자리에 사보취재팀이
함께했다. 다른 조직의 경력과 경험으로 동화에 입사한 이들이기에,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다. 마음
기울일 동료가 없고 어려움을 함께 공감할 친한 선배가 없으며, 기존의 업무와 다른 프로세스를 이
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이들에게 잘 헤쳐나가야 하는 과제와도 같은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함
께하고 해결할 수 있는 2박3일간의 과정이 동화 컬처빌리지에서 진행되었다.

The first half of 2015 had almost come to an end when Dongwha’s new experienced
employees got together for the first time after joining Dongwha. They still felt new in the
company, even though they all had years of experience in their respective fields. They were
facing several important tasks such as bonding with their new co-workers and learning their
new work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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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동화의 미래를 공감하고 비전과 핵심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전 조직과 다른 제품
과 생산 프로세스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과정으로 3일 동안 진행되었다. 이번 과정에서 대
상자들은 무엇보다 ‘동화 바로 알기’에 집중했다. 동화의 비전과 핵심가치, 역사라는 큰 방향의
이해부터, 각자 맡은 직무들이 다르기에 생소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동화의 제품과 공장 프
로세스’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반짝거리는 눈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의 모습에 경력입사자의 열정
과 노련함이 느껴졌다. 함께하는 3일의 시간 동안 이들은 낯선 사람에서 끈끈한 동기로 변화했
고, 좀 더 오랜 시간 동기들과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며 프로그램
은 마무리 되었다. 이들 모두에게, 큰 어려움 없이 동화와의 인연이 소중하게 연결되길 바라며,
앞으로 놓이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항상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To help them get acclimated to their new workplace faster, a three-day-two-night training
session was provided, where they learned about Dongwha’s past, its current status and
future vision as well as its core values. They also learned about Dongwha’s products and
how they are manufactured. The new employees listened with great enthusiasm, as
only experienced workers do. During the three-day training they transformed from total
strangers into close colleagues and wished they had more time to get to know one another.
We wish them all to build a strong relationship with Dongwha and enjoy their work.

소

함

개

께

합

합

니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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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훈 차장

서민혁 대리

정다운 대리

최영석 대리

류성문 과장

정순원 차장

동화기업
IT기획팀

동화기업
법무팀

동화기업
커뮤니케이션팀

동화기업
회계세무팀

동화엠파크
개발사업팀

동화인터내셔널한국
무역1팀

다

김민우 과장

김중기 대리

김태영 대리

박병준 사원

김은정 사원

이태환 대리

김필구 과장

동화기업
경영기획팀

동화기업
시설지원팀

동화기업
상품개발팀

동화기업
회계세무팀

동화엠파크
이지옥션팀

동화인터내셔널한국
무역1팀

동화인터내셔널한국
무역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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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
행복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5월 14일 목요일, ‘동화 노동조합 설립 40주년 조합원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동화기업 노조 설립 40주년
을 기념하며 전국 화합 노동조합연맹 동화 노동조합의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는 대회선언과 우승기 입장으로 문을 열었다. 승패를
떠나 함께 유대를 쌓길 기원하는 개회사와 어려운 시간을 이길 수 있도록 힘써준 것에 고마움을 전한 김홍진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
고, 임직원들의 시축과 조합원들의 힘찬 박수로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됐다.

On May 14 Dongwha held a sports festival at a stadium in Incheon to mark the 40th anniversary of its labor union. The festival
began with the entrance of the flag and a speech by CEO Kim Hong-jin, in which he urged the participants to strengthen their
camaraderie regardless of who wins and thanked them for their hard work during the tough times. The festival consisted of four
events, such as soccer, Korean football, the traditional game “yutnori” and tug-of-war. The participants competed in four teams.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된 동화

동화 노동조합 설립 40주년
조합원 체육대회
We Are Together!
Sports festival marking 40th anniversary
of Dongwha’s labor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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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팽한 긴장감이 승부차기까지 이어졌던 축구는 물론 쉴 새 없이 역전과 역전을 넘나들었던 족구,
유독 웃음과 활기가 넘쳤던 윷놀이와 화합의 힘을 보여준 20인 줄넘기, 피날레를 장식한 계주까지.
대회 내내 경기장은 환호와 박수소리로 가득했다. 뜨거운 햇볕에 얼굴을 타고 흐르는 구슬땀도 이
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실수를 해도 등을 두들겨주고 격려하며 함께 하는 모
습에서 대회의 목적인 화합을 엿볼 수 있었다.
턱 끝까지 차오른 숨을 거칠게 내쉬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를 정도로 온 힘을 쏟으며, 호각과 함께
자리에 주저 앉을 만큼 열정을 다했던 하루. 승패에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참가자들
모두가 승리자였다. 멋진 하루를 보냈다고 입을 모은 그들은 함께 하지 못한 동료에게 안타까운 마
음을 전하며, 함께 땀 흘린 서로에게 크나큰 박수와 환호로 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경기 시작부
터 시상식에 이르기까지, 4개 팀으로 나누어 인천 동구 구민운동장에 모인 많은 임직원들의 얼굴에
는 이날의 햇살처럼 밝고 해맑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During the entire festival, the stadium was filled with the sounds of applause and cheering.
Each moment of the soccer and Korean football games held the spectators riveted and the
players more nervous than ever. The game of “yutnori” and the 20-person jump rope session
made everyone laugh to their hearts’ content. The festival ended with a relay race. Even the
scorching weather was unable to stifle the participants’ passion. When someone made a
mistake, they encouraged one another and did their best as team players in line with the goal
of the festival – stronger camaraderie.
The players did their utmost until they were short of breath, exhausted and sweating heavily.
Each and every one of them was a winner. After the festival they all said that they had a great
time and that they wished all of their co-workers were there to share their joy. They applauded
one another for their hard work and enthusiasm, and left the stadium with radiant smiles on
their 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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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
변화와 혁신

2015년 6월 25~26일 이틀 동안 남양주 동화 컬처빌리지에서 진행된 제6회 기술 컨퍼런스는 동화 해외
사업장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각의 개선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지식채널로 진행되는 각 부문별 컨퍼

제6회
테크니컬 컨퍼런스

The 6
Technological Conference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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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스 중 하나로, 동화 임직원들과 함께 글로벌 역량을 높여나가는 활동이다. 기술 컨퍼런스는 생산공정
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함께 토론하고 토의하는 자리로, 해섬기 SEC와 Disc 교체시점, 수지사용량
vs. Dryer 운전조건 등 총 7가지의 관련 주제들(Wear Parts 관리, Plugging 효과와 Dryer Capacity, 원재
료 특성과 해섬조건, 베트남 신설 2공장 설비 콘셉트 소개(1공장 vs 칩워싱/리파이너/드라이/프레스), 투
자관리 표준 프로세스 소개 및 협의를 가지고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The 6th Technological Conference, which took place at the Dongwha Culture Village in Namyangju
on June 25-26, brought together the heads of Dongwha’s overseas business sites. They shared
their expertise and discussed ways to improve business operations. The goal of the technological
conference is to strengthen Dongwha’s global capacity by holding the discussions of major issues
related to production processes. The participants discussed such issues as defibrator SEC and disc
replacement, resin usage, dryer operation conditions, management of wear parts, plugging effect,
dryer capacity, characteristics of raw materials, pulping conditions, equipment for the new factory in
Vietnam (chip washing, refiners, dryers, presses), and investment management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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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Culture
64 제11회 직원자녀들의 글로벌 문화탐방
70 동화기업 단합 북한산 등반
74 해외 주재원 커뮤니티
78 혁신레터

Life &
Culture
감사의 삶과 함께하는
가족여행

감사로 전한 아빠들의 마음
동화의 직원자녀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직원자녀 글로벌 문화탐방’이 11회를 맞이했다.
올해 역시 직원자녀들과 아빠가 함께 떠난 ‘아빠! 우리 어디가?’ 프로그램에는 총 여섯 가족이 함께
했는데, 작년에 이어 동화의 긍정문화를 조성하는 감사캠페인과 연계하여 가장 많은 감사를 표현
한 이들이 주인공이 되었다. 온라인(네이버 카페)과 오프라인(각 사업장 식당 응모함)에서 동시 진
행한 이번 선발 행사에는 '하루하루 받은 소소한 감사'를 직접 표현한 사연이 무려 1,600여개에 이르
렀다. 이는 작년 대비 3배나 많은 표현으로 동화 직원들의 뜨거운 참여열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Fathers’ gratitude expressed in letters
This year Dongwha organized 11th global exploration trip for employees’ children. Like last year,
six families took part in the program this year as well. They were selected from among employees who wrote the most letters expressing their gratitude as part of Dongwha’s campaign to
promote a positive culture. The campaign was conducted simultaneously on- and offline on a
portal site blog and at cafeteria meetings. More than 1,600 letters expressing gratitude for small
things in life were received this year, three times as many as last year, which attests to the rising
popularity of the campaign.

제11회 직원자녀들의 글로벌 문화탐방
11th global exploration trip for employees’ children

아빠와 함께한 여름의 소중한 추억
베트남을 거닐다
Summer Memories with Dads Vietnam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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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들의 여행 후기 ★ Fathers’ impressions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 Last night in Vietnam

동화베트남 사업장 견학을 시작으로 이어진 ‘호치민, 구찌, 미토 탐방’
베트남도 처음. 동화의 베트남 사업장도 처음. 자녀와 둘만의 여행도 처음이라는 아빠들. 그 설
렌 마음을 간직한 채 베트남 사업장에 들어섰다. 광대한 부지의 베트남 사업장에 한 번, 오랜만
의 동료들과의 만남에 또 한 번 기쁨의 탄식을 쏟았다. 아빠들은 생각했던 것, 사진으로 봐왔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에 놀랐다. 자녀들은 베트남에 또 다른 아빠회사 공장이 있다는 사실에 놀

동화기업 품질관리팀 염기일 - 염은지

Yeom Ki-yeol, Quality Control Team, Dongwha Enterprise – father of Yeom Eun-ji
소중하고 소중했습니다

라는 눈치다. 사업장 견학 후, 계속된 이들의 투어는 오토바이 물결에 놀라웠던 ‘호치민’, 미국을

마냥 어린 줄로만 알았던 울 꽁지~ 어느덧 훌쩍 자라버린 딸과 함께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상대로 승리한 베트남 전쟁의 노하우와 그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구찌’, 장엄한 메콩

시간들. 정말 소중하고 또 소중한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빠와의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

강 줄기와 베트남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었던 ‘미토’로 이어졌다. 이곳에서 동화

는 동화의 자랑, ‘아빠 어디가?’가 계속되어 보다 많은 아빠들이 자녀들과 아름다운 추억 남

아빠들은 자녀와의 추억과 대화들을 나누고, 행복한 추억을 남기며 아름다운 한여름을 보냈다.

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Precious time together
Vietnam trip up close and personal
Many things during this trip were new to the fathers who were lucky to be selected this
time – it was their first time visiting Vietnam, first time touring Dongwha’s Vietnamese business site, and first time traveling with their kids. They were impressed by the grand scale
of the business site, which turned out to be much bigger than they thought. The fathers
were also happy to see their co-workers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while, while the kids were
amazed to learn that their fathers’ company had a business site in Vietnam. After touring the
factory, the visitors were fascinated to see an endless wave of motorcycles in Ho Chi Minh.
While visiting the Cu Chi Tunnel, they learned about how Vietnam won the war against the
United States. In My Tho they saw how ordinary Vietnamese lived and saw firsthand the
magnificent Mekong River. During their trip, the fathers made special memories with their
kids and used the opportunity to catch up.

During this trip I realized how much my daughter had grown. It was an unforgettable and
precious time that made both of us happy. I hope that this program, a pride of Dongwha,
will continue in the future so that more fathers can make beautiful memories with their
children.

동화기업 시설지원팀 성용 - 성유찬

Sung Yong, Facility Support Team, Dongwha Enterprise – father of Sung Yoo-chan
처음으로 아빠랑 나랑 둘이서만 떠난 베트남 여행!
비행기도 처음이라 하늘에서 바라본 구름이 마냥 신기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했던 날씨.
처음 만난 친구와 형들이 어색했지만, 점점 친해져 좋았습니다. 땅굴탐험, 공장견학, 우리와
달랐던 음식과 과일, 길거리를 채우고 달리는 오토바이들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아빠의 감
사로 아빠 회사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First trip together
It was my first overseas trip and first time flying. I was amazed to see clouds from the
windows of the airplane. The weather was similar to that of Korea. It took me some time
to make friends with the other kids, but we all became very close. The trips to the cave
and the factory were amazing. We also tried local food and fruits, and were surprised by
so many motorcycles on the streets. Thank you for this wonderful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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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들의 여행 후기 ★ Fathers’ impressions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 Last night in Vietnam

동화기업 회계세무팀 박영욱 - 박규현

동화엠파크 임대관리팀 장원희 – 장윤녕

Park Young-wook – Accounting Team, Dongwha Enterprise – father of Park Kyu-hyun

Chang Won-hee – Rent Management Team, Dongwha M-Park – father of Chang Yun-nyeong

TV를 보며 막연히 동경하던 부자간의 여행을 하게 되어 아직도 가슴이 훈훈합니다

대화의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까 걱정 했는데, 기대한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아들과 손 꼭 잡고 다니면

중학생 딸이 사춘기이다 보니 부모와 대화 시간이 크게 부족했는데, 금번 탐방을 통해 딸과

서 베트남의 이것저것을 체험하고, 아빠가 다니는 회사의 공장도 보여주고, 무엇보다 하루 종일 아

많은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지 도착 후 3일차 아침에는 식사하는데 딸이 아빠 마

들과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같이 지낸 그 순간순간이 하나같이 소중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얻었기에

실 음료를 함께 가져다 주기까지 해서 딸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베풀며 감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딸도 귀국 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준 아빠 회사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

제 평생 가장 짜릿한 일주일이었어요. 아빠! 무엇보다 아빠랑 대화도 더 많이 하고 아빠랑

다. 마지막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더운 날씨 속에서 공백을 메우는 업무를 하느라 고생

전보다 훨씬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아빠 사랑해요!

해 준 다른 직원들에게는 미안한 마음과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A heart-warming trip with my son that left indelible impressions

Precious time to hold conversations

They say that the higher the expectations, the bigger the disappointment. But this trip exceeded all my expectations. Each moment that we spent together during this trip was precious.
Holding each other’s hands, we visited Dongwha’s factory, went sightseeing and simply spent
the entire day together. After having received so much during this trip, I feel inspired to give back
and appreciate each moment. It was the most exciting trip in my life.
Dad!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chat with you and become closer. I love you, Dad!

Since my daughter entered puberty, I didn’t have much opportunity to talk to her. But
during this trip we held meaningful conversations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When we
were having breakfast on the third day of our trip, I was moved to see my daughter bringing a drink for me. I can tell that she feels proud of her father’s workplace after the trip,
which was an unforgettable experience for her. I would also like to thank my co-workers
who substituted for me while I was away despite the hot weather.

동화기업 강화마루공장 방승진 - 방우현

Park Seung-jin, Laminate Flooring Factory, Dongwha Enterprise – father of Park Woo-hyun

동화기업 박윤 – 박상준

Park Yoon, Dongwha Enterprise – father of Park Sang-jun
얼마나 도움과 관심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열매 이벤트를 통해 제 자신이 회사동료들이나 주변지인들에게 감사함을 찾고 느낄 수 있

사소한 것들을 사소하지 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서 행복했습니다. 아들과 베트남 여행을 통해서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며 그동안 서로 몰랐던

감사함을 찾으려고 하루하루 주위를 둘러보며 좋은 점들을 보게 되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생

점들을 조금씩 알아가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각보다 많은 동료들에게 감사를 받고 있음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

아빠! 나 우현이! 아빠가 회사일로 바쁘셔서 저와 둘만의 여행은 처음이었는데 아빠와 좋은

간이 너무 빨리 흘러 벌써 마지막 밤입니다. 아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는 ‘즐거움’과 함께 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어 좋았어요. 사랑해요!

화를 나누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들이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들 상준이에게도 평생

I realized how much help I’ve been receiving
This campaign made me realize how grateful I should be to my co-workers and other people
who know me. After spending time with my son during our trip to Vietnam, we got to know
each other better and make special memories. I am truly thankful for this opportunity.
Dad, it’s me, Woo-hyun! It was our first trip together because you’re always busy with work. I really enjoyed it. Now we have much to remember together.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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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되었으면 합니다.

Small things that matter
It was a month of discovering all the things I should be thankful for. I also received more
thanks from my co-workers than I expected… I realized how precious my family is. Time
flew during our stay in Vietnam, and it’s already the last night. I was happy to show a “new
world” to my son, hold conversations with him and take photos together. I hope he will
never forget this trip and will always cherish memories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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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Culture
건강과 함께하는
동화 라이프

동화기업 단합 북한산 등반

서로를 독려하고, 의지를 북돋으며
더 높은 곳을 향해 오르다
Dongwha Enterprise’s
mountain-climbing event
Climbing Higher through
Encouragement
and Stronger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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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동화기업 사우들이 푸른 하늘 아래 녹음으로 가득한 북한산에 모였다. 지난해 청계산 등반으로 의기
백운대 정상까지. 한 시간 반여에 이르는 북한산 등반코스는 비탈길과 바윗길로 이루어져 있어 계단으로
이루어져있던 청계산보다 난이도가 더 높았다.
가파른 산세를 따라 오르던 사우들은 중간중간 넓적한 바위 위에 앉아 두 발을 뻗고, 물로 목을 축였
다.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거친 숨을 다스리며 북한산의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 스치는 바람에 땀
을 식힌 후, 다시금 힘을 내 걸음을 내딛는 모습이 자못 진지하다. 파이팅을 외치며 시끌벅적 했
던 등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과의 싸움이 되었고, 동료들과 힘을 나누며 함께 헤쳐나가는
극기훈련이 되었다. 특히 가파른 바위산을 따라 이어진 등산로가 미끄러워 안전에 신경 써
야 했기에 청계산보다 더 큰 체력을 요했다.
사우들은 물이 다 떨어진 동료에게 자신의 물을 건네고, 체력이 약한 동료의 가방을
들어주며 응원을 이어간 끝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
었다. 이날 그들이 나누었던 물 한 모금, 응원 한 마디는 등반의 목적이었던 단합
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하산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마주한 사우들의 얼굴
에선 지친 발걸음과 달리 목표 달성의 기쁨과 더불어 북한산에서 얻어온 강

하루재

한 열정 에너지로 가득했다.

백운탐방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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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sunny day of May 22, Dongwha Enterprise employees
gathered at the lush Mountain Bukhansan. Like last year, when they
climbed Mountain Cheonggye, this year they came here to bolster
their camaraderie. They started their hike from the Baekundae Hiking
Support Center and proceeded to Harujae, Baekun Mountain Villa, the
Wimun Gate and finally the top. The one-and-a-half hour climbing route
위문
turned out to be more challenging than the Cheonggyesan Mountain route
because of steep slopes and rocks.
While ascending steep slopes, the hikers took breaks from time to time to rest
their feet, quench their thirst, wipe off sweat and catch their breath. After cooling
down in the shade of the lush trees of Bukhansan Mountain, they resumed their
백운산장
ascent, shouting out encouraging slogans. As time went by, their climb turned out to
be a fight with their own willpower. It also taught them how to share strength with their
co-workers and overcome hardships together. When hiking on slippery rocks, they had to
pay particular attention to safety, which required more physical strength than during the
Cheonggyesan Mountain ascent.
The hikers shared water with those who had run out of it and carried the bags of the exhausted
co-workers. As a result, all of them were able to reach the mountaintop. Every draft of water and
every word of encouragement that they shared on that day represented the goal of their hike –
stronger camaraderie. When they descended the mountain, their feet were tired, but their faces looked
triumphant from attaining their goal and receiving powerful energy from the mountain.
백운대 정상

투합했던 기운을 올해도 이어가기 위해서다. 백운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해 하루재와 백운산장, 위문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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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커뮤니티

http://www.dongwha.co.kr/employee/login.asp

백인
White
people

마오리족
Maori
people

70%

Victor Maschek / Shutterstock.com

Paolo Bona / Shutterstock.com

15%

뉴질랜드 인구의 70%를 차지하며, 19세기 이민

뉴질랜드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토종 원주민입니다. 폴리네시아계 인종으로 문신

인기 게시글을 소개합니다

시대부터 지금까지 뉴질랜드의 모습을 만든 인

이 가득한 얼굴에 창을 든 채로 눈을 크게 뜨고 혀를 내미는 모습이 흔히 떠오르실 겁니다.

종입니다. 인구수도 많을 뿐더러 현재의 뉴질랜

뉴질랜드의 전통춤인 하카를 추는 모습인데요. 당장이라도 싸울 것 같이 보이는 동작이지

동화 뉴질랜드 김지훈 과장의 부인 윤지혜님이 말하는

드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주류 문화를 이끌

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는 싸우지 않기 위해 싸우는 척만 하는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뉴

어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건국초기에 대영

질랜드에서는 하카를 대단히 자랑스러운 전통 문화유산으로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국의 영토였으며 많은 영국계 후손들이 영국

마오리 원어로 모든 학생들에게 하카를 가르치지요. 특히 럭비 국가대표 경기가 있을 때는

의 문화를 계승하며 살아가고 있는 만큼, 언어

항상 경기 시작 전에 선수들이 그라운드 중앙에서 하카 춤을 추며 상대팀을 도발합니다.

나 생활양식 등이 영국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덩치 큰 럭비 선수들이 스타디움이 떠나가라 하카춤을 추는 모습은 굉장히 박력이 있지요.

(덕분에 요리도 영국식 OTL). 유명인으로는 반

마오리족은 전투종족이라는 세간의 인식처럼 덩치가 크고 육체적으로 강인한 편입니다. 세

지의 제왕으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하고 뉴

계대전 때는 마오리 부대가 유럽 전선에서 용맹함을 날리기도 했다는군요. 마오리족은 고

질랜드 부호 순위 1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피

유의 마오리어를 사용하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사어가 될 위기에 처한 마오리어를 보존하

터 잭슨 감독,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부를 때 항상 마오리어로 1절을 부르고 영어로

에드먼드 힐러리 경(5불 지폐 모델), 배우 러셀

2절을 부른답니다. 도로 표지판이나 관공서에 마오리어를 병기하기도 하지요. 유명인으로

크로우, 샘 닐 등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뉴질

는 스타워즈의 장고펫을 연기한 테무에라 모리슨, 최홍만을 이긴 K1 파이터 레이 세포 등이

랜드에서는 백인을 white나 Caucasian이라 부

있습니다. 마오리족은 Maori라고 쓰고 영어로 마뤼 혹은 머뤼라고 발음합니다만, 재미있게

르지 않고 European이라고 부릅니다. 북미와는

도 실제 마오리어 발음으로는 한국어 '마오리'가 '머뤼' 보다는 원어에 더 가깝게 들립니다.

뉴질랜드의 인종과 다문화

호칭이 다르지요.

뉴질랜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연상되시나요? 앵글로색슨계
백인? 혹은 얼굴에 문신을 한 마오리 원주민? 뉴질랜드 국적으로 현재
여자 골프 랭킹 세계 1위인 리디아 고? 한 두 가지 스테레오 타입으로
정리하기 어려울 만큼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다인
종, 다문화 국가입니다.
둘째가라면 서럽다고 하는 이유는 뉴질랜드는 비록 유럽에서 이주해
온 백인들이 나라를 세우고 국토를 개발했지만, 백인들이 원주민인 마
오리족과 잘 동화하여 그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한편, 20세기말부터 급증하는 아시아계 이민의 증가를 통해 인구를 늘
려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뉴질랜드의 인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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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 you envision New Zealand people? As Anglo-Saxon
whites or as Maori people with tattoos on their faces? Or as the
golf champion Lydia Ko, who is a New Zealand national? It is hard
to describe New Zealand based only on a couple of stereotypes,
because it’s a very multinational, multicultural country.
Although New Zealand was discovered and founded by white
immigrants from Europe, they integrated with the indigenous
people, accepting and respecting their culture. Since the 20th
century New Zealand’s population has been also growing thanks to
a surge in Asian immigrants. Anyway, this is getting more and more
complicated.
Then let’s take a look at the ethnical diversity of New Zealand.

White residents account for 70 percent of
New Zealand’s population. They have been
the founders and developers of New Zealand
since their arrival in the 19th century. White
people hold the highest government posts
and play the leading role in New Zealand’s
politics, economy and mainstream culture. In
the past, New Zealand belonged to the British
Empire, and many descendants of the British
immigrants have preserved British culture,
language and customs to this day (including
food). Famous white people from New
Zealand include director Peter Jackson, who
won the Academy award for “The Lord of the
Rings,” hiker Sir Edmund Hillary, who was the
first in the world to reach the peak of Mount
Everest (featured on the $5 banknote), actors
Russell Crowe and Sam Neill.

Maori people are indigenous Polynesian people who account for 15 percent of New
Zealand’s current population. They are often pictured as having tattoos on their faces,
holding spears in their hands and sticking out their tongues.
They may look aggressive in pictures, but ironically enough, they only pretend to be
aggressive in order to avoid fights. The traditional dance “Haka” is regarded as part of
New Zealand’s cultural legacy. All schoolchildren in New Zealand learn how to dance
the Haka in the Maori language. The national rugby team always dances the haka prior
to each game in order to provoke its opponent. The dancing moves of these tall and
strong players are quite impressive.
Maori people are tall and physically strong, befitting their image as warriors. During the
First World War, Maori soldiers even fought courageously on the frontlines in Europe.
Maori people speak their unique language, which the New Zealand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preserve. The first verse of the New Zealand national anthem is always
performed in the Maori language, while the second verse is sung in English. Road signs
and public agencies use both English and Maori languages. Famous Maori people
include Star Wars actor Temuera Morrison and K1 fighter Ray Sefo. Interestingly enough,
the word “Maori” sounds closer to its original pronunciation in Korean than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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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사람은 영어로 New Zealander라 하지만 스스

인도인 (Indian)
Indian
people

동양인
Asian
people

로 Kiwi라 칭합니다. 키위의 어원은 뉴질랜드의 국조인 키위새에서 유
래했다거나 2차 대전 때 군인들이 군화를 닦던 키위 구두약에서 유래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뉴질랜드 국민은 출신지가 어떻든 키
위라는 하나의 단어로 통합되는 듯 합니다.

10%

New Zealanders call themselves “kiwi,” a word that some believe
originated from the name of the national bird of New Zealand,
while others think it was the name of a shoe polish that soldiers
used during World War II. Regardless of its origin, all New Zealanders
call themselves “kiwi.”

어딘들 그렇지 않겠냐마는 뉴질랜드에는 인도사람이 참 많습니다.

동양인은 뉴질랜드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

DNZ가 있는 인버카길은 척박한 환경이라 유러피언의 비중이 꽤 높은

게 중국인의 수가 가장 많지만, 한국계 뉴질랜드인도 약 3만 명으로

편이지만, 사람이 많이 사는 북섬에 가면 택시기사, 편의점 직원, 주유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인 오클랜드

소 직원 중에 인도인이 아닌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니까요. 특

의 명동 격인 퀸 스트리트에 가보면 정말 지나가는 사람의 절반이 동

뉴질랜드는 섬나라의 지리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에 굉장히 개

이한 점은 본토계 인도인도 많지만, 남태평양의 피지계 인도인(Fijian

양인이다 싶을 정도로 많이 보입니다. 길을 모를 때는 지나가는 한

방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원주민 문화와 이민을 통해 구

Indian)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피지가 뉴질랜드에서 가까워서

국사람을 붙잡고 길을 물어봐도 될 정도니까요. 많은 수의 중국인들

성된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하나의 독특한 키위문화를 이룩한 나라

이민을 많이 오는 듯 합니다. 한편, 머리에 터번을 둘러쓴 시크교인들

이 뉴질랜드 곳곳에(백 명 이상 모여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Chinese

입니다. 인종을 피부색으로 구분하지 않고 출신지역에 따라 구분하는

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터번을 쓰지 않아도 싱씨(Singh)들은 모두 시

takeaway 식당을 차려 놓았기 때문에, 뉴질랜드 어디에서나 한국사

(유러피언, 네이티브, 폴리네시안, 인디언, 에이지언) 점도 상당히 유

크교라고 하네요(골프선수 비제이 싱 같은). 머리칼과 수염을 깎지 않

람 입맛에 맞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점은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 율법에 따라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닌다지만 실제로 대해보면 친절

유명인으로는 현재 뉴질랜드의 최고 인기인인 골프 랭크 1위 리디아

인구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유러피언의 결혼과 출산율이 워낙 저조

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고가 있습니다. 리디아 고는 한국에서도 성공한 한국인 대접을 받지

한데 비해 에이지언(Asian)의 인구 증가로 인해 수십 년 뒤에는 에이

만, 뉴질랜드에서는 정말이지 국보급 대접과 관심을 받고 있답니다.

지언의 인구가 유러피언의 수를 넘어설 것이라 하네요. 아마도 50년,

Indian people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New Zealand’s
population (like in many other parts of the world). In Invercargill,
where Dongwha New Zealand is based, there are more Europeans
than other ethnic groups due to its harsh environment, but if
you visit the densely populated North Island, you will see lots
of Indian taxi drivers, convenience store clerks and gas station
workers. Interestingly enough, there are not only mainland Indians
but many Fijian Indians as well, which is probably easy to explain
because Fiji is situated close to New Zealand. You can also see Sikh
Indians wearing turbans on their heads.
All Indians surnamed Singh are the Sikhs regardless of whether
they wear turbans or not. They never cut their hair and beard, and
always carry knives with them according to their religious law, but
if you talk to them in person, they are really nic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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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뒤의 뉴질랜드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변해있을 것

Asians account for about 10 percent of New Zealand’s population.
Most of them are Chinese. The number of ethnic Koreans in New
Zealand amounts to around 30,000, making up one percent of the
country’s entire population. About half of the people you will see
in Auckland’s iconic Queen Street are Asian. If you’re from an Asian
country, you can easily ask any passer-by for directions. Another
advantage is the abundance of Chinese takeaway restaurants
that sell food for Asian palates. Famous Asians from New Zealand
include golf champion Lydia Ko, who is highly acclaimed in Korea
as well, but in New Zealand she is treated like a national treasure.

같습니다. 그래도 키위라는 아이덴티티는 영원불멸할 듯 하네요. ^^

ID : wisdom350
Web addresses : http://www.dongwha.co.kr/
employee/freeboard/view.asp?Seq=74&page=1&
searchText=%EB%89%B4%EC%A7%88%EB%9E%9
C%EB%93%9C

Despite being an island country, New Zealand is a multicultural
and multi-ethnic country that is home to the unique “kiwi culture,”
which incorporates diverse cultures of its immigrants. What
draws particular attention is that people in New Zealand are
categorized not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ir descent,
such as European, Polynesian, Indian or Asian. Demographers say
that in the decades to come the Asian population in New Zealand
will surpass its European population because of the latter’s low
marriage and birth rates. Maybe in the next 50 or 100 years New
Zealand will be a completely different country from now. But the
“kiwi” identity will probably last forever.

3rd 2015 Vol.167

77

Life &
Culture
혁신레터

‘다르다?’
“Wrong”

혹은
vs.

“Only streets have names. Blocks (lots) are just nameless spaces between streets.”
If you look at the Google map, you will see that addresses are marked
with the names of streets.

‘틀리다?’
“Different”

This time, an American asks for directions in Tokyo.
“Excuse me, do you know the name of this street?”
The Japanese would probably say, “Hmmm, that block over there is
number 17 and this block is number 16.”
The American asks again, “But what’s the name of this street?”
“Hmmm, streets don’t have names. Only blocks (lots) do.”
“Streets between blocks are just nameless spaces.”
(If you look at the Google map, you will see that in fact all blocks have
addresses, not streets.)
The American wonders, “All right, then how do you find a certain address?”
“Houses in this block are numbered in the order they were built. The
house that was built first is number 1, the second one is number 2,
the third one is number 3.”

seen, western people cannot find directions using lot numbers. This
difference in the way we perceive addresses depends on how addresses are marked. No one is “wrong” or “right” here.
Here’s another example.
Doctors in one province in China only charge health care fees when
their patients are healthy, but treat them free of charge when they
are ill. They do so because they believe that when people are sick, it
means they have failed to protect the residents’ health. I guess these
doctors can only make money when everyone in their region is
healthy.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수 있는 여유
주소를 부여하는 기준이 도로든 번지든, 의사가 진료를 받는 기준이 건
강한 상태든 병이 난 상태든 이것은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닙
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
이것이야 말로 동화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는 19번지이고 이 블록은 16번지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다시 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늘은 간단하게 곱씹어 볼 수 있는 질문 하나

번 묻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거리 이름은 어떻게 되지요?” “거리에는

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모두 아시죠? 도로명 주소는 땅에

이름이 없습니다. 블록(번지)에는 이름이 있죠. 블록들 사이의 거리는 이

일정한 구역을 나누어 표시한 번호인 지번에서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

름이 없는 공간입니다.” 실제 구글 지도를 보면 모든 블록에 주소가 있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기준’에 달려있다

로 주소의 기준을 바꾸어 나타낸 새 주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고, 거리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인은 궁금해합니다. “좋습니다만, 그

여러분 중 많은 분들께서는 아직까지 번지수 혹은 건물명 주소에 익

는 건물(땅)을 기준으로 부여되던 주소를 이제는 도로를 기준으로 주소

럼 어떻게 집주소를 찾지요?” “집 주소는 이 블록(번지)에 만들어진 건

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셨듯이 서양인의 상식으로는 길을 찾

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물 순으로 부여됩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집이 1호, 두 번째가 2호, 세

지 못합니다. 주소를 표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고의 방식이

Whether it is street-based addresses or lot-based ones...
Whether doctors charge their patients based on their health condition or not...
It doesn’t matter if it’s “right” or “wrong.”
What does matter is whether we can embrace differences and look
at things from other people’s perspectives. This kind of mindset can

오늘은 이 ‘도로명 주소’를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면서 ‘다름’과 ‘틀림’에

번째가 3호입니다.”

서로 다르게 된 것이지, 미국인이 옳고 일본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make Dongwha sounder.

Reason we can embrace differences

한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는 의사들이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환자가 건강할 때 돈을 받고 정작 환자가 병이 들었을 때는 치료하고 돈

Greetings,
All addresses in Korea, which used to be based on the numbers
of land lots, have recently been changed in line with the names of
streets and building codes. In other words, addresses are now based
not on buildings (or land lots) but on streets.
In this edition we’ re taking a look at how foreigners perceive addresses and what is “wrong” vs. “different.”

지도를 보는 미국인과 일본인의 차이

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의사들은 주민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
할 때에만 비로소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대단한 시스템입니다)

“Wrong” vs. “different” depends on criteria
Many of you are probably still more used to addresses that are based
on lot numbers or names of buildings. However, as we have just

미국인의 시각

동화인들에게 격주 금요일 전달되고 있는 ‘혁신레터’의 일부 중, 아직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요약해서 전해드립니다.
This is a summary of the latest ‘Innovation Letter,’ which is sent
to Dongwha members every other Friday, for those who haven’t
read it yet.

일본인의 시각

자, 한 일본인이 미국 도시 어디에선가 길을 묻고 있다고 상상해보십시
오. “실례지만 이 블록(번지) 이름을 아시나요?” 이 질문에 미국인은, “
여기는 오크 거리이고, 저기는 메이플 거리입니다.” 혹은 “여기는 26번
가, 저기는 27번가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 블록(번지) 이름은 모르시나요?” 돌아올 대답은 “음, 이 블록(번지)
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거리에는 이름이 있죠. 블록(번지)는 단지 거리
들 사이에서 이름이 없는 공간이죠.” 실제 구글 지도를 보면 고유의 주
소는 거리(Street)에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일본인이 도쿄에서 길을 묻는 미국인을 만납니다. “실례지
만 이 거리 이름을 아시나요?” 이 질문에 일본인은, “음, 그 블록(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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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in how Americans and Japanese read
maps
Imagine a Japanese person asking for directions in a U.S. city.
“Excuse me, do you know the name of this block (lot)?”
An American would answer,
“Sorry, this is Oak Street and that one over there is Maple Street.” Or
the answer could be, “This is the 26th Street and that one over there
is the 27th Street.”
The Japanese asks again, “Do you know the name of this block (lot)?”
The answer would probably be, “Hmmm, this block (lot) doesn’t
have a name.”

여기서 잠깐, 도로명 주소 Tip 하나 ● A small tip
왼쪽은 홀수
대한로

5

대한로

3

대한로

1

진행
방향 오른쪽은 짝수
대한로

6

도로를 기준으로 주소를 매길 때, 길의 시작점에서 끝으로 가면서 진행방향의 왼쪽은 홀수, 오
른쪽은 짝수의 기준으로 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쪽에는 줄줄이 짝수번호, 다른 한
쪽에는 줄줄이 홀수번호로 표기되겠죠?)

대한로

4

대한로

2

When addresses are assigned according to the name of the street, the buildings to the left
are given odd numbers, whereas those to the right are given even numbers. (So, all the
buildings on one side will have even numbers, and those on the other side odd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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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동화 사연신청

우리 사보 그린동화는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Green Dongwha is nourished by your love

사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입니다. 사보에 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또 내가 겪은 일들을 동화인과 공유하고 싶거나 사진과 함께 사보에 남기고 싶은 분들은 언
제든지 사보지기를 찾아 주세요.


‘Green
Dongwha’ is about you. If you want to share your stories with other Dongwha members or post your photographs, feel free to contact us anytime.

동화의 수많은 대리점은 동화의 가족입니다.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특별한 일이 있거나 대리
점을 알리고 싶을 때, 추천하는 대리점이 있을 때 사보지기에게 연락주세요. 동화인의 적극적인 참
여를 기다립니다.
Dongwha’s representative stores are also the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We are ready

to listen to your feedback. If you have any stories to share with us or want to recommend any
specific store, please contact the PR and Corporate Culture Team of Dongwha Holdings. We
ask for your active participation.

여러분도 사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린동화에서는 사우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사내 이
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는 동화인 및 동화가족은 사보지기의 이메일로 신
청해 주세요. 팀 혹은 가족 단위로 특별한 사연이 있는 동화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Become a part of Green Dongwha! Green Dongwha has various events in store for Dongwha
employees. If you are interested in taking part in the events mentioned above, please send
an e-mail to Green Dongwha. We will be looking forward to your active participation.

기타 사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보지기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동화기업 교육문화팀 문성연 과장
Corporate culture, Dongwha Enterprise TEL 02.2122.0515 E-mail msy@dongwha-mh.com
⊙ 동화기업 교육문화팀 정준영 사원
Corporate culture, Dongwha Enterprise TEL 02.2122.0595 E-mail jjy806@dongwha-mh.com

